
 

 

 프로그램 (국문)   * 별첨: 영문 프로그램  

 

2010년 4월 21일 (수)    
12:00-13:00  

 

등록 

 

13:00-17:00  

 

회담 전 프로그램  

· B4E 국제미디어 워크숍 

· B4E/WWF NGO 회의 

· 워크숍 

 
18:30-21:30 한국관광공사 후원 환영 리셉션 & 저녁식사 

 

2010년 4월 22일 (목)  

07:30-08:55 등록 

09:00-09:10 개회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영상) 

09:10-09:20 기조연설 

이명박 대통령 

09:20-09:50 개막사 

Achim Steiner,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George Kell,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장  

09:50-10:50 토론 

글로벌 녹색 경제를 위한 성장 동력 

사회:  Achim Steiner,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토론자:  

James Leape,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사무총장 

George Kell,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사무국장 

Barbara Kux, Siemens AG 이사 및 최고 환경책임자 

Juan Elvira Quesada, 멕시코 환경자원부 장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Xie Zhenhua, 중국 국가개발개혁 위원회 부위원장 

10:50-11:00 리더십의 전망 

남용 LG전자 부회장 

11:00-11:30 휴식 및 녹색성장 전시회 

11:30-12:15 패널 토론 

신흥국가에서의 녹색 기업가 정신과 혁신 

사회: John Elkington, Volans Ventures & SustainAbility  

설립자 겸 책임자 

Changhua Wu, The Climate Group의 Greater  

China 소장 

Rajat Gupta, 맥킨지 ISB & Senior Partner Emeritus 대표 

Ndidi Okonkwo Nwuneli, LEAP 아프리카 CEO 

Neil Hawkins, Dow 화학회사 지속가능 & EH&S 

수석 부회장 

12:15-13:25 오찬 

13:30-13:40 오후 개회사  

이만의 환경부 장관 



 

13:40-14:40 패널 토론 

사회: CNN International 앵커 

녹색 사업 - 지구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토론자: 

Aron Crame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CEO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Karl Henric Robert, The Natural Step 설립자 

Leo Apotheker, SAP CEO 

Li Xiaolin, 중국전력국제개발공사 회장 

14:40-15:50 분과 세션  

1. 소비자 변화로의 돌파구: 녹색 티핑포인트를 찾아서  

Chris Deri, Edelman CSR 전문이사 

Hannah Jones, Nike CSR 부회장 

Asako Nagai, Sony 사회 환경부 

Adam Werbach, Saatchi & Saatchi S CEO 

Helio Mattar, 의식적 소비를 위한 Akatu 기구 회장 

2. 식량과 농업: 기후변화가 식량 안정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Cynthia Jones, World Food Programme 아시아  

민간협력 대표 

Navin Sharma, ITC 인도 수석과학자 

Steve Gutmann, EcoSecurities 수석 상업 관리자 

Robert Berendes, Syngenta 사업개발 글로벌 대표 

Tony Simons, World Agroforestry Centre 부사무총장 

3. 지속가능 관광업 

도영심, UNWTO STEP재단 이사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CEO 

David Jerome,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기업 책임 수석 부회장 

Jeff Morgan, Global Heritage Fund 이사 

Arab Hoballah, UNEP DTIE 지속가능소비와생산 국장 

4. 변혁적 변화를 위한 기후관련 긍정적 해결방안 

Dennis Pamlin, B4E 중국 사회과학원 수석연구원 

Thomas Nagy, Novozymes 이해당사자 관계 부회장 

Takashi Hatchoji, Hitachi 최고환경전략 책임자 

John Kornerup Bang, AP Moeller Maersk 지속가능성  

국장 

Ricardo Young, Ethos 이니셔티브 이사장 

Thomas Bergmark, IKEA 사회 환경부문 대표 

5. 지속 가능한 조달과 녹색 공급망의 확장 

Thomas K. Linton, LG전자 부사장 겸 최고 조달책임자 

Jeremy Prepscius, BSR 아시아 이사 

Gregory Elder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중소기업, 공급망 프로그램 관리자 

Ana Porto, Airbus 환경 준수 ECO효율성 책임자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Mike Barry, Marks & Spencer 지속가능사업 대표 

6.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 구축 

Bryan Walsh, Times 편집장 

Norbert Karl, Siemens 글로벌 판매와 스마트 그리드  

사업개발팀 



 

김쌍수 KEPCO 한국전력공사 CEO 

Larry Cochrane, Microsoft 국제 공공사업팀  

기술 전략가 겸 설계자 

Peter S. Fox-Penner, Brattle Group 대표 

Speaker, 지식경제부 인사  

15:50-16:20 휴식 및 녹색성장 전시회 관람 

16:20-16:40 기조연설 

요르단 Noor 왕비 

16:40-17:40 패널 토론 - 저탄소 문화를 위한 변혁적 변화 

사회: CNN 앵커 

  요르단 Noor 왕비 

Andrew Liveris, Dow Chemical CEO 

Giselle Bundchen, UNEP 홍보대사 

Mohamed Nasheed, 몰디브 대통령 

Ratan Tata, Tata Group 회장 

17:40 폐회 

18:30 UNEP 지구환경상 칵테일 리셉션, 시상 및 갈라 디너 

(초청에 한함) 

 

2010년 4월 23일 (금)  

07:45-08:4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조찬회 

B4E 라운드테이블 조찬회 

09:00-10:00 기조 발표 및 질의응답 (hologram 활용) 

우리의 선택: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계획 

Al Gore, 미국 전 부통령 겸 노벨 평화상 수상자 

10:00-13:00 Working Group 세션: 발표 및 토론 

1. 기업 혁신 

의장: Kim Carstensen, 세계자연보호기금(WWF)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 책임자 

John Elkington, Volans Ventures&Sustainability 

설립자 

John Kao,  대규모 연구소 회장 

Monika Weber-Fahr, IFC 지속가능사업 혁신 관리자 

Ram Nidumolu, InnovaStrat 설립자 겸 CEO 

2. 정보통신기술과 녹색 해결책 

의장: Molly Webb, The Climate Group 전략적 개입 책임자 

 책임자Engelina Jaspers, HP 환경지속가능 부사장 

백우현, LG전자 최고 기술 책임자 

Peter Graf, SAP 지속가능경영 최고 책임자 

Will Swope, Intel 지속가능 부사장 

Francois Ajenstat, Microsoft 환경지속가능 책임자 

Elaine Weidman, Ericsson 환경지속가능 부사장 

3. 지속 가능 도시 개발: 저탄소 스마트 도시  

의장: Arab Hoballah, 유엔환경계획 기술산업경제국 

(UNEP DTIE) 지속가능 소비생산 과장 

Stefan Deing, Siemens AG  기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Chen Dongmei,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중국지부 기  

및 에너지 프로그램 책임자 

Dominique Heron, Veolia 환경 협력 부사장 

Khaled Awad, MASDAR 이니셔티브 책임자 



 

Brent Constantz, Calera 설립자 겸 CEO 

Chengbo Wan, 중국 The Climate Group 도시리더십  

국장 

4. 금융과 투자 

의장: Abyd Karmali, Merrill Lynch 이사 겸 탄소배출 

글로벌 책임자겸 이사 

Wang Yuan, 중국개발은행 총국장 

Kevin Parker, Deutsche자산관리 글로벌 책임자 

Paul Clements-Hunt, UNEP-FI 국장 

Ziad Al-Refei, Tamweelcom CEO 

Speecher: 국민연금 관계자 

5. 에너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세계적 전환의 가속화 

의장: Helene Pelosse, 국제 재생에너지기구 사무총장 

Tulsi Tanti, Suzlon 회장 

Frank H. Asbeck, Solarworld AG의 회장 겸 CEO 

Thomas Jostmann, Evonik 환경 부사장 

Robert C. Doll Jr., BlackRock 부회장 겸 

  최고투자책임자 

Emily Rochon, 그린피스 기후와 에너지 활동가 

6. 물: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혁신과 파트너십 

의장: Gavin Power,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차장 

Emilio Tanuto, Nalco 지속가능개발 부사장 

Jeff Seabright, 코카콜라 환경과 수자원 부사장 

Barbara Frost, WaterAid CEO 

Claus Conzelmann, 네슬레 보건과 환경 부사장 

Puvan Selvanathan, 말레이시아 Sime Darby 홀딩스 

최고 지속가능책임자 

Paul Dickinson, CDP 탄소 공개 프로젝트 CEO 

10:30-11:30                  CNN, UNEP 지구환경대상 수상자와의 청소년 대화 

의장: Ellena Lee, CNN 아태지역 본부장 

연사자: 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 

2010 UNEP 지구환경대상 시상식 

참석자: 전세계 경영, 환경, 경제학 전공 학생 200명 

 

 

 

13:00-14:10 오찬 (SIG 주최) 

14:10-15:10 생물다양성 보호와 자연보존을 위한 기업의 역할 

의장: Bryan Walsh, 타임지 편집장 

Dermot O’Gorman,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중국 대표 

Juan Marco Alvarez, IUCN 경제 환경 거버넌스 그룹장겸, 

기업과 생물다양성 대표 

Bernard Giraud, Danone 그룹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개발 

부사장 

Armando J. Garcia, CEMEX 기술, 에너지 맟 지속가능팀 

이사 

Harish Manwani, 유니레버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부유럽 담당 사장 

15:10-15:20 리더십 전망 

15:20-15:50 휴식 및 녹색성장 전시회 관람 



 

15:50-16:40 평가 세션: Working Group 결과 발표 

16:40-17:00 리더의 전망 

Sir Richard Branson, 버전 유나이트 그룹 설립자겸 회장 

17:00-17:50 폐회 토론 세션 

혁신, 경감, 적응 

의장: Pavan Sukdhev, UNEP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및 TEEB의 

 경제학자 

토론자: 

Bill Weihl, 구글의 녹색 에너지 Czar 

David N. Bresch, Swiss Re의 지속가능 및 리스크 관리책임자 

Peter Graf, SAP의 최고 지속가능경영 관리자 

Zhou Kuan, Baosteel Group의 환경보호 및 자원활용 

  이사 

17:50-18:10 B4E 2010년 결과보고및 폐회사 

향후 전망 

Achim Steiner,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Luis Alfonso De Alba, 멕시코 기후변화 특별 대사  

James Leape,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사무총장 

Georg Kell,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사무국장 

 
 기후를 위한 배려 (Caring for Climate) 소개 

Caring for Climate(C4C)은 지난 2007년 7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정상회담에서 출범되어 기업들이 환경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업들은 대중의 인식

은 물론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010년 1월까지는 C4C에 서명한 기업의 수는 세계 48개국의 370

개사 입니다. 한국기업으로는 대우증권, 한국남동발전, 풀무원, 삼정KPMG, 

유한킴벌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이 

‘기후에 대한 배려’ 서명에 참가했습니다. 서명자가 되시려면 

climatechange@unglobalcompact.org에 CEO의 지지를 표명하는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승인된 서명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인 

www.unglobalcompact.org에 이름이 게시됩니다. 

*http://www.unglobalcompact.org/Issues/Environment/Climate_Change 

 

 최고경영자 수자원관리 책무(CEO Water Mandate) 소개 

‘최고경영자 수자원관리 책무’는 세계적인 물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업들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Water Mandate에 가입한 기업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비전과 새천년개발목표(MDG)에 적합한 방향으로 기업의 수자원을 관리할 

자발적인 책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코카콜라, 네슬레, 유니레버, 프랑

스 수에즈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물 위기를 해결하려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의 비전에 공감하여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EO Water 

Mandate의 가입과 그에 따른 혜택은 기업들이 친환경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www.unglobalcompact.org/Issues/Environment/CEO_Water_Manda

te 

mailto:change@unglobalcompact.org
http://www.unglobalcompact.org/


 

 


